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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재의 피로균열진 과 응력확 계수 평가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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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of Notch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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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of fatigue duration is attainable from the 

analysis of the growth rate of the fatigue crack, and the 

property of the fatigue crack growth is determined by the 

calculation of the stress intensity factor. And the 

evaluation of the stress intensity factor, K comes from the 

stress analysis of the vicinity of crack tip of the 

continuum. This study describes a simple method to decide 

the stress intensity factor for the small crack at the sharp 

edge notches.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similarities between elastic stress fields of the notch tip 

described by two parameters, the stress concentration 

factor K, the radius of arc of the notch . And it is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the semi-elliptical penetration 

cracks and the edge no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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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반복하 에 의한 피로 괴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반복하 을 받을 부재의 설계에

서는 응력집 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기계구조용강(SM45C)으로 제작된 크랭크축 등

에서 키이 홈(key way), 기름구멍, 나사홈

(screw thread) 등은 사고의 잠재  근원으로서 

피로 괴를 방지해야 할 설계에서 특별히 경계

해야 할 존재들이다
(1)
. 노치가 있는 구성요소에 

한 피로수명 측은 피로균열성장해석으로 

근할 수 있으며 피로균열성장율의 특징을 지

우기 해서는 노치선단에 발생하는 균열에 

한 응력확 계수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 노치에

서의 균열을 연구하는 명백한 수단은 괴역학

이며(2), Fig. 3.1의 노치선단에서부터 진 하는 

미소균열에 한 응력확 계수는 노치선단에서 

종축응력 분포에 한 근사  표 으로부터 평

가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기 발표된 응력

집 계수 KI와 노치선단곡률반경 의 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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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에 의해 표 된 노치선단 응력장 사이의 

유사성을 기 로 하여, 리한 부분 노치선단에

서의 미소균열에 한 응력확 계수를 결정하

기 해 더욱 간단하고 편리한 근사식을 활용

하여 응력확 계수를 평가하고자 한다.

Fig. 1. Nomenclature of small notch emanating  

       cracks.

노치선단에는 응력집 이 걸리고 Kt로 정의된

다. 그러나 균열에는 Kt라는 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응력확 계수 K를 사용하게 된다. 

노치는 Kt가 한정된 값을 갖고 균열에는 Kt가 

무한  값을 가지므로 괴 험성은 노치보다 

균열이 훨씬 높다. 따라서 균열이 존재하는 물

체의 험도를 이기 해 균열선단을 찾아서 

그 성단에 구멍을 내어 노치를 만들기도 한다
(4).

2 실험방법

2.1 재료  시험편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시  기계구조용 

탄소강 SM45C로 그 기계  성질과 화학  성

분은 Table 1.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Material C Si Mn P S

 SM45C 0.45 0.23 0.67 0.034 0.021

Table 1. SM45C chemical composition (wt. %)

Materi

al

Yield 

strength

(Kg/mm2)

Tensile 

strength

(Kg/mm2)

Elongatio

n

Hardness

HB HS

SM45C 46.4 66.4 203.5 219 33

Table. 2.  SM45C mechanical properties

 Fig. 2.는 KS13B호 인장 시험편이고, Fig. 3.3

은 피로시험편의 형상  가공치수이다. 인장시

험편과 피로시험편의 노치곡률반경 =0.3, 1.0은 

와이어 컷 머신으로 가공하 으며 조직의 균

질화를 꾀하여 내부의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기

계  성질을 균일하게 하기 해서 기로에서 

830℃로 1시간동안 가열하고 노냉시켜 풀림처

리(Annea1ing)를 하 다.

  열처리를 끝낸 시험편은 실험을 해 연마지

(#1000∼1200)로 표면을 가볍게 래핑(lapping) 

시킨 후, 산화크롬 분말로서 버핑(buffing)을 실

시하 다. 

Fig. 2. Configuration of tensile specimen.

2.2 인장시험  피로시험

  인장시험은 Fig. 2.의 인장시험편을 인장시험

기(만능시험기, 100ton)로 수행하 으며, 인장시

험을 통하여 최 응력 max와 항복응력 s을 먼

 구한 후 공칭응력 n을 결정하여 피로시험

에 용하 다.

  피로시험은 피로시험기(INSTRON Model 

1350-20, 10ton)를 사용하여 Fig. 3.의 노치선단

곡률반경이 서로 다른 두 종류( =0.3, =1.0)

의 DEN 피로시험편을 R=0.05의 응력비( min/

max)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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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fatigue specimen

각 시험에 한 피로시험을 통하여 피로한도를 

구하고 미소균열(small crack)을 측정하여 이론

인 해석과 비교 검토하기 한 균열길이 측

정은 일정 응력반복회수마다 시험기를 정지시

켜 채취한 리카(replica)를 학 미경으로 

확 하여 측정하 다.

 풀림 처리한 시험편의 기계  성질을 악하

고 피로시험에 용할 응력비 등을 결장하기 

하여 Fig. 2.의 인장시험편으로 인장시험을 

실시한 결과 인장강도 B=54.6Kgf/㎟와 항복응

력 ys=35.9Kgf/㎟을 얻었으며 안 율을 고려하

여 허용응력 a는 18Kgf/㎟정도로 추정하 다. 

그러나 기계부재는 거의 반복하 을 받고 있으

며, 실제 엄 한 의미에서의 정하 은 있을 수 

없다. 반복응력상태 하에서는 잔류응력의 향 

등으로 평균응력 m이 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복하 이 작용할 경우, 즉 탄성한계이

하일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부재는 피로

괴하기 때문에 허용응력을 피로한도를 고려

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재의 강도에 비해 응력비가 무 크면 쉽게 

괴될 것이며 응력비가 무 낮은 범 에서는 

균열진 의 지연효과가 나타나므로 인장시험 

결과를 참고하고 응력비를 R=0.05로 하여 

Fig. 3.의 피로시험편( =0.3, =1.0)을 피로시험

을 한 결과 Fig. 4.의 S-N선도를 얻었으며 피

로한도는 각각 wa=9.9Kgf/㎟, wa=12.8Kgf/㎟

으로 나타났다.

  평활재에 비해 노치재의 피로한도가 낮은 것

은 노치재의 경우 노치부의 응력집 의 향으

로 생각되어진다. 피로시험은 응력비 R=0.05로 

하여 두 가지 응력 벨로 수행하 다. Fig. 3.5

는 반복수와 균열길이와의 계를 나타내었다.

 노치선단곡률반경 의 값이 커질수록 단수

명(Nt)은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

은 균열발생수명(Ni)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것은 노치선단 곡률반경이 커질수록 노치

선단에서 균열을 발생시키는데 소비되는 힘이

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mplitude 

        and number of cycles.

Fig. 5. Relationship between crack length and 

       number of cycles.

노치곡률반경에 따라 단수명은 달라지나 균

열진 속도는 노치선단곡률반경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즉, 노치는 균열의 발생에는 향

을 미치나 이미 발생한 균열이 진 하는 데는 

별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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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고찰

3.1 노치재의 미소균열에 한 응력확 계수 

평가

리한 양쪽 노치인 두 피로시험( =0.3, =1.0)

에서 노치선단에서의 미소균열에 한 응력확

계수 평가를 해 실험결과를 미소균열과 큰 

균열의 근사식과 함께 비교하 다. 무차원형태

의 응력확 계수를 해를 Table 3.와 Fig. 4.에 

각각 나타내었다.

  리한 타원형의 에지 선단에서의 피로균열 

성장에 한 최근연구에서 노치선단의 응력분

포의 정확한 해석은 유한요소법(FEM)으로 평

가 가능하며 응력집 계수 Kt값이 7.7≤Kt≤29

범 의 리한 노치에서는 해석결과가 FEM결

과의 3% 이내에 있는 매우 정확한 평가를 제

공하므로 공학 용에 안 한 해를 다는 보고

가 있다.(5) 

Table 3. Dimensionless solutions of stress intensity 

factor

x 0.03 0.06 0.09 0.12 0.15 0.30 0.45 0.60 0.75 0.90 1.05 1.30

x/ 0.1 0.2 0.3 0.4 0.5 1.0 1.5 2.0 2.5 3.0 3.5 4.0

f 1 1 1.00
4
1.00
8 1.01 1.03 1.05 1.07 1.10 1.12 1.14 1.16

Eq. 3.7 0.65 0.78 0.85 0.89 0.92 0.97 0.98 0.99 1.00 1.01 1.04 1.03

 Eq. 
3.10

0.64 0.78 0.86 0.92 0.94 1.04 1.07 1.10 1.11 1.09 1.09 1.11

 Eq. 
3.12 0.65 0.81 0.89 0.95 1.00 1.09 1.12 1.13 1.14 1.18 1.18 1.17

Eq. 3.8
1.00
1
1.00
3
1.00
4
1.00
5
1.00
6 1.01 1.02 1.02 1.03 1.04 1.04 1.05

Experi
mental 
Result

- - 0.84 - 0.89 0.92 - 0.94 - 0.98 - -

(a) DEN( a=9,b=1.64, =0.3,K t=13.6  )

x 0.1 0.2 0.3 0.4 0.5 1.0 1.5 2.0 2.5 3.0 3.5 4.0

x/ 0.1 0.2 0.3 0.4 0.5 1.0 1.5 2.0 2.5 3.0 3.5 4.0

f 1 1
1.00
7
1.01
4 1.02 1.06 1.09 1.13 1.17 1.20 1.24 1.20

Eq. 3.7 0.68 0.83 0.91 0.96 0.98 1.05 1.07 1.09 1.14 1.16 1.20 1.23

 Eq. 
3.10 0.67 0.84 0.91 0.98 1.00 1.10 1.13 1.17 1.18 1.16 1.16 1.18

 Eq. 
3.12 0.70 0.86 0.94 1.01 1.05 1.16 1.20 1.20 1.22 1.25 1.25 1.24

Eq. 3.8 1.004
1.00
8 1.01 1.02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Experi
mental 
Result

0.65 0.85 - 0.93 - 1.07 - - - - - -

(b) DEN( a=9,b=3.0, =1.0,Kt=7.9  )

(a) DEN(a=9, b=1.64, =0.3)

 (b) DEN(a=9, b=3.0, =1.0)

Fig. 6. Dimensionless stress intensity factors.

3.2 피로균열진 (Fatigue Crack Growth)

  괴 역학  개념에 의하면 균열선단에서 응

력-변형률이 속의 거동을 지배하며, 균열선단

에서의 응력-변형률의 성질을 응력확 계수로 

표시되고 반복응력확 계수(응력확 계수 범 )

와 피로균열 성장율과도 계가 있다. 부분 

리 인식된 피로균열성장과 용하 은 Paris

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a/dN=C(△K)
m  

△K lacal=K t△ a

  여기서 △K는 응력확 계수 범 이며 C와 

m은 실험상수이다.

  노치와 같은 응력집 부 에서 피로균열이 

진 될 경우 피로균열성장 비(da/dN)는 다음식

과 같다.

da/dN=C(△K lacal)
m

△K lacal=K 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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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공칭응력을 나타낸다.

균열길이 a와 응력 반복수 n의 계로부터 균

열진 속도 da/dN을 결정하기 하여 secant법
(6)을 사용했으며, 즉 S-N곡선에서 인 하는 두 

개의 균열길이 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의 

기울기로부터 da/dN을 결정하여 실험에 용하

다. Table 4.는 실험의 결과치( =0.3인 경

우), Fig. 7.은 응력확 계수범 와 균열 성장률

의 계를 나타내었다.

Fig. 7. Relationship between crack growth rate 

and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0.3

경우
1 2 3 4 5

da/dN

2.0×10
-6

(1/500,00

0)

1.0×10
-5

(1/100,00

0)

6.25×

10
-5

(1/16000 

)

1.0×10
-4

( 

1/10,000)

1.43×

10
-4

(1/7,000)

△ K 8.5 13.74 19.85. 23.12 25.82

Table 4. The data of da/dN and △K for DEN 

            specimen

4 결 론

 기계구조용 강재인 SM45C의 리한(sharp) 

양쪽 노치재의 미소균열에 한 괴 역학  

연구결과  실구조물에 존재 가능한 인공결함

을 가공한 시험편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응력비 

R = 0.05로 피로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구조물이나 부재에 노치나 결함이 존재하면 

응력집 이 발생하며 응력집 계수는 노치형상

과 노치선단의 곡률반경에 따라 좌우되며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한 계산이 가능하다.

2. 동일조건 하에서 내부균열인 통균열과 표

면균열인 한쪽 에지노치 와 양쪽 에지노치  

통크랙에서 응력집 계수 K t
값이 가장 작고, 

한쪽 에지 노치에서 가장 크므로 한쪽 에지노

치가 가장 험한 것임을 의미한다.

3. 양쪽 에지노치에서의 미소균열에 한 응력

확 계수 K는 응력집 계수 Kt와 노치곡률반경

로 표 된 탄성응력장 해석에 근거한 세 가

지 근사식으로 용, 평가를 할 수 있다.

4. 미소균열은 균열성장률 법칙에 따르지 않지

만 노치길이와 미소균열 길이를 포함하여 해석

하고자 할 때는 균열성장률 법칙에 따르는 큰 

균열에 한 응력 확  계수KL로 평가 가능하

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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